
l톨필꿇따-

됨담담 

조류독감과 광우병 사태에서 배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1. HH 7::1 o 

2008년 4월 2일 전라북도 김제시 산란계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조류독감)가 최초로 확 

인된 이후 오리나 양계 농장 뿐 아니라 2008년 5월 서울 

광진구 청사까지 엄청난 속도로 전염되었다. 이에 방역당 

국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조류독감이 발병한 지역에 대한 

조치사항과 유통되는 닭(오리)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조류독감 전염 

지역의 확산을 막지 못 하고， 조류독감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전달해 주지 못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2008년 4월 미국과 소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되 

면서 전국은 광우병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있고， 연일 춧 

불집회를 통해 소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안정성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 

다 국민과 정부는 상호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형 

국이다. 

1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조류독감과 광우병 사태로부터 

한국 관료는 국민을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아닌 일방적 

으로 가르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아직도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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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에 걸 맞는 적합한 국민 설득방법에 능숙하지 

못 하다고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과 조류독감 사태에서 공통적인 특정을 보면 질 

병이 발생되면 국민 일부분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질병 영 

향 범위에 속한다는 점과 어디서 발병될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발병 시점과 심각성을 예측할 수 없는 반면 발생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질병 발생 사전후 대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하고 있는데， 항상 다른 국가와 커뮤니 

케이션 계획을 조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적기에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 

로 단위를 구분해서 각 단위별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구분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류독감이나 광우병과 같이 국민 공공안 

전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하여 국민은 이슈를 다루는 공무 

원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와해될 경우 국민의 리스크 지각력은 극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적합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국민의 리스크 이해 

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은 국민 신뢰도 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리스크 중대 

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리스크에 대한 교육을 시키며，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있다. 

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리스크란 “인명과 자산의 손실을 수반할 정도의 위험” 

으로 정의할 수 있고， 리스크 소통은 “위험에 대해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미국 국가연구회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의를 살펴보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현안이 되는 위해성의 내용， 위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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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관련 내용 퉁에 대한 모든 메시지 

를 개인， 집단， 조직 상호간에 교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 

고있다. 

상기 두가지 정의를 살펴보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란 리스크 자체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된 내용을 포함하여， 리스크를 전달받는 자와 전달하는 

자의 상호교환또는상호작용임을 알수 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리스크 전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된 리스크가 전달받은 쪽에서 어떻게 

반응(대웅)하고， 어떤 행동이 일어나며， 어떤 내용의 피드 

백이 돌아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쌍방향 의사 소 

통임을 고려하여 전달자와 전달받는 자와의 눈높이(이해 

도)에 맞는 메시지가 소통되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정 

확하게 전달되어야한다 

IV.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행 단계 

효과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대상자 이해， 커뮤니케이션 형태 결정， 전달 내용 정의， 

마지막으로 전달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우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상자 이해는 전달받는 사 

람이 누구이며， 전달받는 사람이 해당 리스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인지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 

다. 또한 리스크의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이해 

하는것도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대상자 이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런드그렌과 맥마킨 

은(Lundgren & McMakin, 2004) 리 스크 커 뮤니 케 이 션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제 

시하고 있다 2) 

먼저 ‘관심 커뮤니케이션(Care Communication)’이다， 이 

는 커뮤니케이션 전달받을 사람이 이미 해당 리스크에 대 

한 위험성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는 리스크 자체를 알리는데 집중하는 

것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 실천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도록 커뮤니케이션 초점을 맞춘다. 

또 다른 형태는 ‘합의 커뮤니케이션(Consensus Comm

unication)’이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초점은 관련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킬 방안에 대하여 

”이귀옥， 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Safe food 2007년 2월호 
2)Lundgren R & McMakin A Risk com l1l unication: A handbook for 

communicating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risks(3rd edition), 
COlunlbus Ohio : Battle Press 

제1권 제3흐 2008.던 9윌 

합의하는데 집중한다. 합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리스크 

전달받는 쪽의 ‘리스크 인지도(risk perception)’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Starr는 유사한 이 익 이 발 

생되는 경우 자발적 행위(기차여행， 사냥， 스키， 흡연， 항해 

퉁)에 따른 위험수준이 비자발적 행위(자연재해， 전기력 

퉁)에 따른 위험보다 1000배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위해 인지도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자발성이라고 했다 3) 

마지막으로 형태는 ‘위기 커뮤니케이션(Crisis Comm

unication)’으로서 갑작스런 사고 발생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비상시에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고 발생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 요령을 최대한 간결하게 전달한 

다. 상기 언급한 두가지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일방향적 

성격이 강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세 번째 단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달 내용 정의 

단계이다. 전달할 메시지 내용은 크게 ‘정보적 내용’과 

‘감성적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4) 

정보적 내용 전달은 메시지를 전달받는 대상자가 행동 

을 실행하는데， 충분한 정보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에 적 

용하고， 감성적 내용 전달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기 보 

다， 감성적인 태도나 행동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즉 리스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네 번째 단계는 선택된 메시지 내용을 어떤 매체를 통 

하여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대 

중매체가 전달수단으로 선택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기자 

회견， 청문회， 설명회 퉁이 더욱 효과적일 경우가 있다. 

M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시 전달자는 각각의 리 

스크가 지니는 긴급성， 파급 효과， 전달 받는자의 리스크 

인지도 퉁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장에서 

는 특정 조직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수립하기 위하여 

참고할만한 대표적 전략을 소개하도록 한다. 

1. Tradition model approach 

본 전략은 일방향(One-way σansfer) 전략으로서 과거에 

많이 사용했으며， 전달받는자의 의사보다 공익을 우선시 

3)Starr, C. Social benefit versus technological risk, Science. 165: 1232-

123(1969)‘ 

4)집ylor， R. E. 1999, A six segment message strategy wheel, Journal of 
Ad、 eltizing Research. 39(6) 7-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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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5)이다. 이 전략은 리스크 사안 발 

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전달되는 전문가의 지 

시에 따르도록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며， 리스크에 대 

하여 대처 방안이 뚜렷할 때 유용하다. 현재에도 비상사 

태나 긴급 상황 발생시 유용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용된다. 

2. Mental model approach 

본 전략은 성공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전 

문가와 비전문가의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는데 집중한다 6) 

이 전략에서는 인터뷰， 설문조자 퉁이 위해 인지도를 분 

석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이 전략은 전달받는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합의를 

모으는 합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다. 

3. Three challenge approach 

이 전략은 시민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으로서， ‘효 

과적 정보전달’， ‘대화기술의 개발’， ‘시민참여’의 세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맞물려 진행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7) 

효과적 정보전달은 상기에서 살펴본 관심， 합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방법을사용한다. 

대화기술의 개발은 미국 메를랜드 대학의 ‘기술 위해도 

연구센터 ’에서 발표한 대화 기술에 필요한 다섯가지 기술 

항목을 참고한다. 첫째 구조가 탄탄하고 조직적인 메시지 

일것， 둘째 세가지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한할 것， 셋째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짧아야 할것， 넷째 각 메시지는 

7-1 2개의 단어로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2-4개의 사실을 

제시할 것， 다섯째 핵심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달할 것이다 

마직막으로 시민참여를 위하여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리스크 관리 방법에 반영되고， 더 나아가 정책결정 과정 

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8) 

4. Peter Sandman’S approach 

Peter Sandman ’s approach에서는 청중이 느끼는 위험 위 

5)Scherer, C: Strategies for communicating risks to the public. Food 
Technology, 45, 110-116(1991). 

6)Morgan, M.G Fi. 
7)Rowan. K.E. Goals, obstacles, and strategies in risk communication: a 

problem-solving approach to improving communication about risk, J 
Appli cOlll m. Resear. 300-329(1991). 

8)우종민，염티1경외 4인，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성공적인 리스크커 
뮤니케이션，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Safe food 20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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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적용 전략 

머 

해요인(haza며)과 더불어 분노를 함께 고려했다. p，짧 Sandrnan 

의 견해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대채로 위해요인이 갖는 특 

성과 상황에 비추어 위험을 인지하지만， 청중은 위해에 

수반되어 오는 감정적인변을 중요시 한다고 했다. 또한 

분노의 감정에는 수많은 주관적， 개인적 요소가 개입된다 

고 하였다 9) 위해요인이 강요된 것이고， 생소하고， 산업적 

이고， 기억될 만하고， 두렵고， 긴급하고， 인지하기 어렵고， 

타인에 의해 통제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 발생 

된 것일 수록 분노의 크기가 증폭된다고 하였다. 

5. 위애 인지도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인 Paul S lovic은 위해 인 

지도에 대한 청중의 태도와 인식을 심리적 척도와 다변량 

분석에 따라 인지적 지도를 표시하고， 그림 l과 같이 ‘두 

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지각하는 정도’를 두 축으로 하여 

인지적 지도를 4구획으로 구분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였다 10) 

VI. 유행성(Pandemic) 인플루엔자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 

조류독감과 광우병 같은 질병은 개인， 가족， 공동체 전 

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보건 비상사태로써 

9)CF IA: Risk communication 뻐d government; theory and application 
for th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2000) 

IO)S lovic P. Infonnation and educating the public about risk, In 
perception of Risk, R.E. Lofstedt(eds), EARTHSCAN, London ang 
Sterl ing, 183-1 9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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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과 광우병 사태에서 배운 리스크 커뮤니케이선 

조류독감과 광우병에 관련된 위험과 연관된 리스크와 국 

가 차원 통제 규범 이행 효과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함 

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Stephen과 Meliha 

는 정보(lnform)， 교육(Educate) ， 실천(Act) 3가지 주요 요 

소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11) 

정 보는 조류독감과 광우병 발생 중에 어 떤 상황이 

일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도와 국가에 미칠 영향을 

줄이 기 위해 이미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정보를 획 

득하는 행위다. 

교육은 환경， 지역적으로 상호연결 된 요소 등으로 인 

하여 조류독감과 광우병이 출현하고 확산하는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회기반 재해대비 코스가 

학교 교과 과정과 작업장， 건강 시설， 경찰관과 소방관 빛 

시민봉사자에게 제공되는 정규훈련에 소개되어야 한다는 

것을의미 한다. 

행동은 교육을 통한 대비증진으로 질병 리스크를 줄이 

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대비증진을 위한 개인 행동은 

상식적이어야 하고， 질병 식별과 격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위협을 공동체가 현재 대비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또한 Stephen과 Meliha는 유행성 인플루엔자는 국소 지 

역에 한정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정보， 교육， 행동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지역적에서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글로벌 환경으 

로 확대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Improving Pandemic Influenza Risk Communication 

ll)Stephen 1. Krill. .11', Meliha Dzirlo-Ayvaz, Communicating pandcmic 
inflllenza risk to individllals, families, and coml11 11nities, The intc1l1a
tional Emergcncy Management Socity 14th Annllal Confere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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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존 연구 이론 

과 최근 발생한 조류독감 및 광우병과 같은 Pandemic 인 

풀루엔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리스크를 전달할때는 전달받는 대상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연구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참고하여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전달되는 메세 

지 및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지도 매우 중 

요하다. 특히 Pa비 Slovic이 제시한 리스크를 전달받는 자 

의 태도(두려움 정도)와 인식(지각 정도)에 대한 커뮤니케 

이션 전략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 다. 

산업이 고도화 되고， 글로벌 사회가 진척됨에 따라， 이 

제는 전염성 질병이 지구촌 어느곳에서 발생되든지 간에 

지구 전체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글로벌 

공동체가 진전되면 될수록 Pandemic 인플루엔자에 대한 리 

스크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은 날로 커짐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조류독감과 광우병 

에 대하여 상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같다. 

우선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관점으로는 조류독감과 같 

이 급속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대하여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최근 사회적 핫 이슈가되고 있는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의 경우에는 합의 커뮤니케이션 

을 사전에 충분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Pandemic 인플루엔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 

점으로는 보면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보 분야다- 정보는 정부와 국민이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이 핵심이나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로 인해 정보의 

신뢰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달도 체계적이 

지 못해 조류독감의 경우 정부 내 부처간 정보공유는 물 

론 국민과 정보공유 노력이 미흡하여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조류독감 

과 광우병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류독감과 광우병 발생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으 

므로， 조류독감과 광우병이 해외에서 발생시 외국과의 신 

속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여야한다. 국가는 국민이 쉽 

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잘 

못된 정보 취득 및 올바른 정보 미취득으로 인해 조류독 

감이나 광우병이 확산을 막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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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교육 분야다. 이번 발생한 조류독감의 광진구 대 

웅 경과를 볼 때， 해당업무에 대한 행동지침이 일원화되 

지 못해 조치가 지연되었으며， 관련 담당자 역시 해당업 

무에 대한 지침을 내려 받은 이력이 없었다. 정보 분야에 

서 인지된 조류독감과 광우병 리스크가 사회기반재해대 

비 교육 내용으로 관련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조류독감 혈청의 변이 가능성， 변이 결과가 미 

치는 영향， 광우병 잠재 위험성 동에 따른 국민 행동지침 

이 충분하게 교육되어야 한다. 조류독감과 광우병의 안정 

성만을 홍보하는 것은 관련 지식이 사전에 교육 동을 통 

하여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셋째， 행동 분야다. 조류독감 전염지역이 확산일로에 있 

을 때 정부는 섭씨 70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하다는 내용 

만 되풀이 할 뿐 국민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 

적인 지침을 하달하지 못 했다. 또한 혈청 변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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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미치는 영향과 행동지침 둥과 같은 정보를 취득할 

통로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조류독감은 주기적으로 발 

생하고 있고， 발생할 때마다 변이를 일으켜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우 

병 역시 수입 쇠고기의 3%만 검수하여도 광우병 감염 여 

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통계기법만을 홍보함으로써 이를 

접한 국민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였다. 조류독감， 광우병 

무엇이든 발생을 전제로 우선 국민이 행동해야 하는 지침 

을 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WHO에서 국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서술하고， 대비 

계획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도구와 훈련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EU와 미국은 2004년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갱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금 

년과 같은 나쁜 상황이 재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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